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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 조원 없음

회의 주제 동영상 주제와 컨셉을 토대로 시나리오, 콘티 

회의 내용

1. 게임 시나리오 개요
게임 내에서 Producer를 선택한 플레이어는 휴게실에 있는 콜라 자판기에 콜라를 채우는 미션을 

받고 수행하게된다. Consumer를 선택하면 휴게실에 콜라를 마시는 미션을 받는다.

2. 각 Scene 스토리
#0 게임 시작
  여기서는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타이틀 화면을 보여준다.

#1 정상적인 게임 시나리오
  휴게실 출입관리자(NPC)에게 출입허가(구슬)을 받아서 출입할 수 있다.

  Producer(플레이어)와 Consumer(NPC)는 구슬을 소유해서 정상적인 시나리오를 진행한다.

#2 Deadlock이 발생하는 시나리오 -Producer편-

  구슬을 받지 않고 휴게실에 들어간 Consumer(NPC)탓에 휴게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Producer(플레이어)가 휴게실관리자(NPC)에게 죽는다.

#3 Deadlock이 발생하는 시나리오 -Consumer편-
  Consumer(플레이어)가 출입 관리자(NPC)에게 구슬을 받지 않고 들어가는 바람에 

  Producer(NPC)나 Consumer(플레이어)는 둘 다 어디 가지도 못하고 헤매다가 

  휴게실관리자(NPC)에게 죽는다.

#4 Master 캐릭터 선택 시나리오
  Master 캐릭터를 선택한 플레이어가 캐릭터한테 질책을 듣고 끝난다.

2차 모임 사진

(※주소재가 된 원안 동영상 이미지와 시나리오 상세 내용은 부록에 첨부함.)

결론
 시나리오가 결정되었기 상세한 시나리오는 다듬기로 하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콘티를 작성하기로 한다. 

시나리오와 콘티를 완성 한 후 담당자가 조장에게 전달해서 제출하기로 함.



부록 1. 원안 동영상 이미지 및 시나리오 상세

<SNL 코리아에서 방영한 GTA 영상>

전체적인 시나리오 상세

#0 게임 시작

플레이어 유저가 게임을 시작한다. 

게임 화면에서 플레이 가능 캐릭터를 선택한다.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총 3개(Producer, Consumer, Master(초기에 Lock이 걸려서 선택이 안됨.))

플레이어는 최초 Producer 캐릭터를 선택해서 게임을 실행한다.

#1 정상적인 게임 시나리오

Producer(플레이어)는 게임 시작 직후 휴게실 안에 있는 자판기에 콜라를 채우는 미션을 받는다.( 휴게실은 캐릭터가 들어가면 문

이 자동으로 잠기기 때문에 출입 관리자(NPC)에게서 구슬을 받아야 한다. 구슬을 가지고 있으면 문을 열 수 있음. )

미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휴게실로 찾아가고, 그 앞에서 출입 관리자(NPC)에게 출입 허가(구슬)을 받기 위해 말을 건다.

이때 NPC는 이미 Consumer가 휴게실에 구슬을 가지고 휴게실에 들어갔기 문에 기다리라고 말한다.

잠시 후 Consumer가 밖으로 나와서 구슬을 출입 관리자(NPC)에게 반납한다. 

그리고 Producer(플레이어)가 출입 관리자(NPC)에게 구슬을 받아서 휴게실로 들어가 콜라를 채우고 다시 나와서 구슬을 NPC에게 

반납한다.

#2 Deadlock이 걸리는 시나리오 Producer편 

Producer(플레이어)는 갑작스럽게 미션을 받아서 콜라를 채우기 위해 출입 관리자(NPC)에게 간다. 

그리고 구슬을 받아서 휴게실로 들어가려 하는데 Consumer(NPC)가 들어가서 문을 잠근 탓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한편 Consumer(NPC)도 문이 잠겨있어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Consumer(NPC)는 구슬을 받지 않은 채로 휴게실에 들

어감)

그 후에 휴게실 관리자(NPC)가 나타나서 Producer(플레이어)와 Consumer(NPC)를 죽인다.(Processor kill)

#3 Deadlock이 걸리는 시나리오 Consumer편

플레이어가 캐릭터를 Consumer(플레이어)로 선택한 뒤 휴게실에서 콜라를 먹으러 간다. 

이때 Consumer(플레이어)는 이전 게임플레이 경험을 생각하며 출입관리자(NPC)에게 구슬을 받지않고 그냥 들어간다. 

그 후에 구슬을 받지 않은걸 깨닫고 나가려고 하지만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휴게실 관리자(NPC)가 나타나서 죽이는건 똑같음.

#4 Master 플레이어

Lock이 풀린 Master 캐릭터를 선택한 플레이어는 게임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Master 캐릭터는 플레이어에게 "이게 바로 Deadlock

이다. 공부좀 더 해와)라고 말한다.

-끝-


